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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급경사지 붕괴의 발생원인을 조사 분석하였다. 급경사지 붕괴의 발생원인을 도출하 

기 위하여 2009년 7월에 발생한 급경사지 붕괴현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였다. 급경사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기 

철 선행강우 이후의 집중호우로 판단되며， 산지배수로， 도수로 퉁 각종 배수로의 기능상실 및 불량， 비탈면의 풍화토 및 풍 

화암에 대한 풍화특성을 고려않는 사변설계， 도로에 매설된 우수관의 단면부족， 비탈면내 수목뿌리의 지반 교란， 급경사지 

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보강공법 적용 둥이 급경사지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액심용어 급경사지 붕괴， 집중호우， 배수로， 비탈면， 보강공법 

ABSTRACT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causes of steep slope fa ilure during the season of heavy ra infa ll. For the pur

pose, the paper carefull y analyzed the sites of steep slope failure, whi ch happened in July 2009. The direct cause of steep 

slope fa ilure was much related to heavy rainfa ll during surnmer. The paper continued to verify that addi tiona l causes 

include the malfunction of diverse waterways, the slope design without considering weathering soi ls and related character

istics, the lack of the waterway size, the intrusion of plant roots, the reinforced technique without considering slope condi

tJOns, etc. 

KEYWORDS steep slope fa ilure, heavy rainfall , waterway, slope, re inforced technique 

1. 서 로
 」

최근 기후변화는 강우강도를 증가시키고， 지역적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도시지역의 배수단면 부족에 따른 내수 

침수 피해 증가 및 취약한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2차 피 

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 

후변화로 인하여 한반도에 발생하는 강우의 형상과 특성 

이 과거의 사상과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 

히， 급경사지 피해를 야기하는 주요 호우 사상에 대한 불 

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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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층이 앓아서 사면붕괴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절 

토사면·옹벽·축대 등과 같은 급경사면의 급격한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특성이다. 또한， 연평균 강우량 

( 1500- 1600 mm)의 2/3 정도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기후 

특성 때문에 사면 붕괴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한 자연조건 

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반복적으로 사면의 붕괴 

가 발생되고， 인명 및 재산과 교통두절에 의한 물류 지연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다. 급경사 

지 붕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정확한 발생 원인분석， 

체계적인 점검·정비 및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많은 부분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지반은 그 특 

성상， 인위적인 구조 계와는 달리 자체의 강도분산이 매 

우 크며，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적 특성 하에서의 풍화 진 

67 



류지협·임익현·황의진 68 

보아 

붕괴의 

우량 발생시간(06 :00-09 :00) 직후에 발생한 점으로 

장기간에 걸친 장마이후의 집중호우가 급경사지 

직접적인 원인임을 알 수 있다. 

2.2 경S밤도 지역의 강우특성 

경상남도의 강우발생 현황은 표 2Q}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재해발생 전 2주간의 누적강우량은 445.0- 722.0 mm이며 ， 

재해발생 선행 일우량(7월 15- 16일)은 148.0- 168.5 mmJ 

일이었고， 급경사지 붕괴 직전의 최대시우량은 44.5-

72.5 mm!hr이 었다. 

최대시우량은 산림청 산사태 경보기준(30 mmJ시)의 

1 .48-2 .42배， 일강우량은 산사태경보기준(l 40 mmJ일)의 1.06-

1.20배 ， 누적강우량은 산사태경보기준(200 mm)의 2.23- 3.61 

배로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강우가 장기간에 

걸쳐 내린 이후에 집중호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9년 7월의 경상남도의 급경사지 붕괴 (7월 16일 9:15-

10 : 00)는 부산지역과 같이 최대시우량 발생시간(9:00-

10:00) 직후에 발생한 점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친 장마이 

후의 집중호우가 급경사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2.2 전라남도 지역의 강우특성 

전라남도의 2009년 7월 15- 16일 집중호우 시 강우발생 

행상태가 급격함으로서 어떤 토목 구조물보다도 안전관 

리가 시급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최근에 발생한 급경사지 붕괴의 주요 

원인을 도출하여 급경사지로 인한 며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급경사지 방재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고자한다. 

2.1 부산광역시 지역의 강우특성 

부산광역시의 2009년 7월 15-16일의 집중호우 시 강우 

발생 현황은 표 l과 그림 l 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면， 

재해발생 전 2주간의 누적강우량은 50 1.5- 742.0 mm이며 ， 

재해발생 선행 일우량(7월 15- 16일)은 152.0- 247.0 mmJ 

일이었고， 급경사지 붕괴 직전의 최대시우량은 47.0-77.5 mm/ 

hr이 었다. 

최대시우량은 산림청 산사태 경보기준(30 mm/시)의 1.57-

2.58배， 일강우량은 산사태경보기준(140 mm/일)의 1.09- 1.76 

배， 누적강우량은 산사태경보기준(200 mm)의 2.51 - 3.71 

배로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양의 강우가 있은 

이후에 집중호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7월의 

부산지역 급경사지 붕괴(7월 16일 8:55-10 :40)는 최대시 

2. 급경사지 붕괴지역의 강우특성 

표 1 부산광역시의 강우발생 현황(AWS 분석) 

구분 최대시우량 일강우량 2주간 누적강우량 

(관측소명) 강우량 발생일 강우량 발생일 7J-9-i'J 발생일 

해운대구 77.5 7.16: 8- 9 247.0 7. 15- 16 742.0 

연제구 47.0 7. 16: 6- 7 196.5 7. 15- 16 582.0 7.03- 7.16 

사하구 63.5 7. 16: 7- 8 152.0 7.1 5-16 5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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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상남도의 강우발생 현황(AWS 분석) 

구분 최대시우량 일강우량 2주간누적강우량 

(관측소명) 7J~2J' 발생일 강우량 발생일 7J~2J' 발생일 

창원시 60.0 7. 16: 8-9 168.5 7. 15- 16 454.5 

마산시 67.5 7. 16: 9- 10 168.5 7. 15- 16 660.5 
7.03- 7.16 

양산시 44.5 7.16: 8- 9 159.0 7.15- 16 445.0 

하동군 72.5 7.16:9-10 148.0 7.15- 16 7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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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상남도(창원시 ， 마산시 ) AWS 분석 

현황은 표 3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재해발생 전 2주간 

의 누적강우량은 722.0-725.0 mm , 재해발생 선행 일강우 

량(7월 15- 16일)은 148.0- 19 1.0 mm/일이었고， 급경사지 

표 3. 전라남도의 강우발생 현황(AWS 분석) 

구분 
(관측소명 강우량 

광양시 진월면 72.5 

광양시 다압면 62.5 

붕괴 전의 최대시우량은 62.5- 72.5 mmlhr이 었다. 

최대시우량은 산림청 산사태 경보기준(30 mmI시)의 2.08 

-2.42배， 일강우량은 산사태경보기준(140 mml일)의 1.06-1.36 

일강우량 2주간누적강우량 

강우량 발생일 7J~2J' J 발생일 

148.0 7. 15- 16 722.0 
7.03- 7.1 6 

19 1.0 7. 15- 16 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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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누적강우량은 산사태경보기준(200 mm)의 3.61- 3.63 

배로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강우가 장기간에 

걸쳐 내린 이후에 집중호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2009년 

7월의 전라남도의 급경사지 붕괴 (7월 1 6일 9:20- 10:00)는 

최대시우량 발생시간(8:00- 10:00) 직후에 발생하였다. 

3. 급경사지 붕괴 원인분석 

3.1 부산광역시 지역 원인분석 

3. 1. 1 부산지역의 피해현황 조사 

2009년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부산광역시 급경사지 

붕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지역의 선정은 부산광역시 재 

난관리과로부터 피해발생규모， 지형적 특성， 토질 및 지 

질적 특성자료 등을 협조 받아 선정하였고， 조사지역의 

주요현황은 표 4에 나타내었다. 

3. 1.2 부산지역 피해현장의 원인분석 

가 급경사지 현황 및 피해내용 

피해지역은 2009년 7월 16일 집중호우 시(일강우량 

152 .0 mmI일， 최대시우량 63.5 mm!hr) 부산시 사하구 장 

림2동 산45번지에서 자연비탈면이 붕괴되면서 다량의 토 

석류와 함께 급경사지 위에 적치된 폐기물(건축 및 가구 

폐기물)이 협소한 계곡을 따라 유출되므로 인하여 계곡하 

류에 위치한 사하구 장림 2동 2번지 경동윈츠그린아파트 

를 매몰함과동시에 인명사고를유발한곳이다. 

급경사지붕괴로 인한 토석류에 의해 사망 l 명， 아파트 

2가구 매몰， 지상 및 지하주차장 차량 57대 매몰 및 따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급경사지붕괴 구간의 규모는 폭 

25 m, 높이 10m이고 토석류가 흘러내린 계곡의 길이는 

약 300 m, 피해면적 약 9，376에 달하였다. 

자연비탈면 붕괴부는 안산암질응회암의 풍화토 및 표 

토로 구성되며， 그 상부에 건축 및 가구 폐기물이 적치되 

어 있었으며， 비탈면붕괴구간은 폭 25 m, 높이 10m의 규 

표 4. 부스병역시 급경사지 붕괴지역의 주요현황 

위치 구분 피해상황 

해운대구석대동 도로 비탈면붕괴 ， 도로매몰 
산 46-6 인공비탈면 차량일부통제 

해운대구송정동 
도로산지 

산사태，도로매몰 
산 86-16 차량전면통제 

연제구연산6동 택지 비탈면붕괴 ， 주택매몰 
산 46-1 인공비탈면 사망및부상 

사하구장림2동 
자연비탈면 

비탈면붕괴，도로매몰 
산2+경통아파E 주택매볼，사망 

흔/국재난관2!표준흑학 논문잡 제4권 제j호 

재해현장 개요도 

그림 4. 장림동 재해현장 개요도 

모이다. 자연비탈면의 원경사는 40-50。 추정되며， 비탈면 

상단은 평탄지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일부계곡에서는 집 

중강우로 유실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토석류 유출구간은 소계곡부로서 경사는 15-30。를 이 

루고 있다 계곡을 구성하는 지층은 계곡 측면부에 붕적 

토가 위치하고 하부에 안산암질웅회암이 풍화암 또는 연 

암상태로 분포한다. 계곡의 상류는 측면부에 경작지 및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고 계곡하류는 측면부에 주로 경작 

지(붕적토)가 위치하고 있다. 

급경사지붕괴 전 2주간 누적강우량은 501 .5 mm이며 ， 

급경사지규모 급경사지 
민원 

붕괴 재해위험 

연장 높이 경사도 대상 이력 지역 

200 m 
15 m 45。 대상 

누락 
이상 국도 

26 m 27 m 30-50。 미대상 

100m 석축 
45。 대상 붕괴 진정 누락 

이상 4+9m 

25 m 10m 40-50。 미대상 토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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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l잉시긴 

그립 5 부산광역시 사하구 AWS 분석 

급경사지붕괴 선행 일강우랭7월 15일 08:따7월 16일 08:00}은 

152.0 mmJ일이며， 급경사지붕괴 발생 직전의 시간우량은 

63.5 mmlhr로서 일중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급경사지붕괴가 최대시우량이 발생 직후에 발생한 점 

으로 보아 장기강우 이후의 집중호우가 급경사지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급경사지 붕괴의 발생원인 

장림지구는 집중호우기간 중 계곡상류에 위치하는 토 

사 및 토사위에 적치된 폐기물이 지표수에 의해 쉽게 포 

화되어 급경사지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계곡의 측면에 분 

포하는붕적층 및 폐기물 역시 쉽게 포화되면서 계곡부로 

유입된다. 

계곡측면부의 붕적층은 대부분 경작지로 이용되면서 

표 5 경상남도 동부지역 급경사지 붕괴지역의 주요현황 

지반이 펑탄화되고 느슨해져서 지표수가 쉽게 침투하고 

포화되는 특성을 가지며， 붕적층 상부에 적치된 폐기물도 

집중호우에 의하여 계콕부로 유실된다. 급경사지의 유실 

로 발생한 토사는 지표수와 섞여 토석류가 되고 계곡측부 

의 붕적토 및 폐기물이 계곡부로 유입되면서 토석류의 용 

량이 증가하여 계곡하부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상승한 계곡수위에 의해 유속이 증가하면서 토석류의 양 

이 더욱 증가한다. 계곡부 최하부에 배수구가 위치하나 

통수단면(1.8 mxO.7 m)이 작고 토석류 발생 당시 폐기물 

과 토석류에 의해 입구가 막혀 지속된 집중호우에 의한 

다량의 토석류가 계곡으로 유출되지 못하고 월류하여 도 

로 및 아파트를 매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림지구는 상부의 가구단지에서 배수구(0350 mm) 

가 급경사지구간으로 배출되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집수 

유역이 넓고 지표수는 계곡부로 집중되어 하부로 유출됨 

에도 불구하고 하부배수로의 통수단면이 부족하였다 

또한， 계곡부 상부에 폐기물 등의 쓰레기를 투기하여 

토석류 발생을 촉진시켜으며， 계곡부의 인접구간을 경작 

지로 사용하면서 지반이 느슨해지고 평탄화되어 우기시 

쉽게 유실될 수 있는 특성을 보인다 

3.2 경S밤도 지역 원인분석 

3.2.1 경상남도 지역의 피해현황 조사 

경상남도는 동부지역(창원， 마산， 양산)과 서부지역(하 

동)으로 나누었으며， 2009년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급경 

사지 붕괴지역에 대한 조사지역은 경상남도 치수방재과 

위치 구분 피해상황 
급경사지규모 급경사지 

민원 
붕괴 

재해위험지 
연장 높이 경사도 대상 이력 

창원시귀산동 택지배면인공 비탈면붕괴 100 m 옹벽 35-50。 대상 
토사유 1999 1건 

누락 
산9-1 비탈면 주택매몰， 사망 l 인 2+ 18 m 줄 붕괴 

마산시구산면 택지배면 비탈면붕괴 150 m 25 m 35。 미대상 τ 효=-처..， 
심리 563 자연비탈연 주택매몰，사망 l 인 

양산시어곡동 공장배면 비탈면붕괴 150 m 옹벽 40。 대상 
2005년 

누락 
산333-5 인공비탈연 특수내동창고 매몰 3+60 m 붕괴 

표 6. 경상남도 서부지역 급경사지 웅괴지역의 주요현황 

위치 구분 피해상황 
급경사지규모 급경사지 

민원 
붕괴 

재해위험지 
연장 높이 경사도 대상 이력 

하동군하동읍 
산지 

계곡부토석류발생 100 27 34 미대상 。~%
두곡리산2번지 과9-%1이 T 。Tι걷 

하동군적량면 
자연비탈면 

계곡부자연비탈면붕괴 24 17 38 미대상 ” 
동산리 산252번지 주택반파 

하동군적량면 
자연비탈면 

자연비탈면붕괴 48 17 34 미대상 ” 
동산리 임 468번지 축사전파 

하동군횡천면 
산지 

계곡부토석류발생 180 30 34 대상 ” 미지정 
남산리 산23번지 주택침수，논유실 

‘Journa/ of The I<iαean Society of Societa/ Secwκ VoI 4, 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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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피해발생규모， 지형적 특성， 토질 및 지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조사지역의 주요현황은 표 5, 

표 6에 나타내었다 

3.2.2 경상남도 지역 피해현장의 원인분석 

가 급경사지 현황 및 피해내용 

피해지역은 2009년 7월 16일 09 :45경 집중호우시 경남 

창원시 귀산동 산9- 1 번지의 인공비탈면이 붕괴되어 귀산 

동 5 1 3-3번지에 위치하던 주택이 완파， 매몰되어 I명이 

사망한 곳이다 산사태의 규모는 길이 20m, 높이 1 8m이 

며， 1999년도에 붕괴되어 급경사지를 보강한 지역에 또 

다시 급경사지가붕괴된 지역이다. 

급경사지를 구성하는 기반암은 석영안산암질응회암으 

로서 급경사지구간에는 표토가 주로 분포하고 완전풍화 

된 풍화토(토성: 점토)가 일부 노출된다 

급경사지의 규모는 길이 100 m, 높이 20 m 내외이며， 

급경사지의 경사는 하단이 500 , 상단이 35。이며 상부비탈 

면의 경사는 6。 정도이다 

급경사지(인공비탈면) 하부에는 옹벽(H: 1.5 m)이 시공 

되어 있고 급경사지구간에는 콘크리트빔이 시공(1999년 

시공)되어 있으며， 산지배수로는 시공되어 있지 않다. 급 

경사지구간에는 큰 소나무 및 감나무가 자라고 있다. 

급경사지붕괴 전 2주간의 누적강우량은 454.5 mm이며 ， 

급경사지붕괴 선행 일강우량은 168.5 mm/일 ， 최대시우량 

은 60 mm/hr를 기록하였다. 산사태경보수준의 2배에 달 

하는 최대시우량을 기록한 기간 중 급경사지붕괴가 발생 

한 것으로 보아 장기강우 이후의 집중강우가 급경사지붕 

부산도폭 I한국자원연구소.1 9891- 1 :250.000 N 

후
 범 려| 

그림 6. 귀산동의 지질도(위 ) 및 기반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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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현장 개요도 

그립 7 귀산동 급겸사지 붕괴현장 개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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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경상남도 창원시 AWS 분석 

괴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급경사지 붕괴의 발생원인 

집중호우시 상대적으로 느슨한 표토부가 침투수에 의 

해 포화되면서 자중증가 및 강도정수의 감소에 의해 급경 

사지가 붕괴되었다. 파괴구간은 일부 풍화토를 포함한 표 

토부이며， 산지배수로가 시공되지 않아 지표수는 모두 급 

경사지 내부로 유입되었다. 완만한 상부비탈면은 지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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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현장조사 대상지역 피해현황 

위치 구분 피해상황 

광양시진월면 
자연비탈면 

자연비탈연붕괴 
망덕리 23-3번지 주택반파 

광양시진월면 
인공비탈면 

인공비탈면용괴 
망덕리 51 -2번지 주택반파 

광양시다압면 
자연비탈연 

자연비탈면유실 

신원리산23번지 l 명사망，과수원피해 

광양시다압면 
인공비탈면 

도로비탈면붕괴 

신원리산34-2번지 교통차단，과수원유실 

의 정체시간을 연장시켰으며， 상부비탈면 구간은 경작지 

로서 느슨하고 공극이 많아 지표수가 쉽게 유입되고 경작 

지의 배수로 또한 비탈면 방향으로 조성되어 지표수의 비 

탈면내 유입이 가중된 특성이 보인다 비탈면부에 위치하 

는 큰 소나무， 감나무 등의 교목은 지반을 진동시키고 지 

반의 활동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비탈면 구간에 

시공된 콘크리트 격자빔은 비탈면 활동에 대한 충분한 억 

지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지구는 기존 

에 보강된 급경사지가 재붕괴 되었으며， 산지배수로가 미 

설치되었고， 급경사지내 수목성장이 지반에 진동 및 활동 

력을 증대시켜 급경사지 활동을 유발하였다. 

3.3 전라남도 지역 원인운석 

3.3. 1 전라남도 지역의 피해현황 조사 

2009. 7. 7- 1 6일 호우기간 중 최대 강수량을 기록한 7월 

1 6일 광양지역에서 도로절개지 및 주택， 공장 배면의 급 

경사지가 붕괴되고， 계곡유실 등에 의해 인명 및 재산상 

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조사지역은 인명사고 지역(신원리) 

을 포함하여 진월변 2지구， 다압면 2지구를 선정하였다. 

자연비탈면 2개소， 인공비탈면 2개소이다 

일부지구는 급경사지 관리기준에 해당되나 조사에서 

누락되었다. 피해현황과 피해지역은 표 7과 같다. 

3.3 .2 전라남도 지역 피해현장의 원인분석 

가. 급경사지 현황 및 피해내용 

붕괴지구는 2009년 7월 16일 집중호우 시 민가뒤편의 

자연비탈면이 붕괴된 지역으로서 붕괴구간은 풍화토로 

구성된 토사비탈면 구간이며， 폭 14 m, 높이 23 m, 최대심 

도 3 m의 규모로 붕괴가 발생하였다. 붕괴 후 비탈면의 

경사는 3400 1 며， 붕괴 상단부에는 약 70。 정도로 급경사를 

이루고있다 

기존에도 수차례 표층유실 및 소규모 붕괴가 발생하여 

석축， 옹벽， 울타리 및 수직도수로 등을 시공하였으나， 금 

급경사지규모 급경사 
민원 

붕괴 
재해위험지 

연장 높이 경사도 지대상 이력 

14 23 34 미대상 붕괴 

40 21 36 대상 붕괴 누락 

100 150 42 대상 누락 

20 70 55 대상 -L「-그~ 

그림 9 글경사지 붕괴 후 현장 현황 

번의 붕괴로 인해 모두 파손되었으며， 하부의 주택(가건 

물)도 일부 파손이 발생하였다. 

급경사지를 구성하는 기반암은 화강암질 편마암이지만 

비탈면내에서 노두의 관찰은 되지 않는다. 기반암이 완전 

용화되어 풍화토(토성 SM)로 비탈면이 구성되어 있으며 ， 

일부구간에서는 원암의 조직이 관찰되기도 한다. 

붕괴로 인해 상부 자연비탈면내에 인장균열(길이: 30m 

이상， 단차 1 -2 m)이 발생하였으며， 붕괴 상단부에는 돌 

출지형이 고각으로 형성되어 있어 추가 붕괴가능성이 높 

Jouma/ 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 Securitκ VoI. 씨 No. 1 



74 류지협·임익현 · 황의진 

-톨앙시 진영연 "￥g 

’o ~I --톨앙，1， 1 ì91i1~"'"찍깅~" 

/" ‘ 
m 
m … … 

。‘ 
。

。

… 
m … 
m 뺑

 
뺑
 
繼

배
 
…q …! 
M아
 

! 
‘‘ 
e 
e 

’ ; 
! 
! 

쩌
 앤
 쩌
 뼈
 

---. 
I 

찌
 

씨
 

?
￡E
g
-」이
@
아
a
 

-E 
E-m 

아
 @ 
mit 

…· 

m 

。”‘ 111.IS 01-1' 111.15 07-15 01.1S 07.15 01-1& 01." (1ι" 07-18 OM8 01. 18 07.18 CJ1‘ e 01.1$ 

，，~ ’)00 15∞ 1100 1’ 00 2100 7100 0100 0300 어 .. (IJ여 0900 1100 ’i얘 1’ 00 1700 

깅우‘"，'긴 

그림 10. 광앙시 진월면 AWS 분석 

은것으로조사되었다. 

급경사지 붕괴 전 2주간의 누적강우량은 722.0mm, 일강 

우량은 148.0 mmJ일， 최대시우량은 69mm/h를 기록하였다. 

붕괴발생 시점 (7. 1 69:20)에 최대 시우량을 나타낸다 

나. 급경사지 붕괴의 발생원인 

본 지구의 급경사지 붕괴는 단시간에 집중된 호우가 상부 

자연비탈면 및 비탈면내부로 유입되어 토사층의 간극수압 

을 증대시켰으며， 이로 인해 지반의 전단강도가 감소하여 

붕괴가 발생하였다 또한 본 붕괴지점은 집수지형을 형성한 

소규모 계곡부로서 기존에 붕괴발생 후 수직도수로 및 석축 

을 시공하였으나 배수로의 선형이 불량하여 효과적인 배수 

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석축 또한 비탈면의 하중을 증가 

시키는 역할을 하여 붕괴가 촉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지구는 우기시 효과적인 우수유도가 불가능하며 ， 석 

축의 자중도 붕괴를 촉진하였다. 이전에도 수차례 표층유 

실 및 소규모 붕괴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급경사지 관리기준에 의 

한 관리대상 비탈면에 해당되지 않아 급경사지로 지정 관 

리되지 않았다. 

4. 결 론
 

본 연구는 2009년 7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급경사지 붕 

괴지역을 정밀 조사하여 급경사지 붕괴의 발생 원인을 도 

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한국재난관2f표준한희 논문즙/ 제4권 제1호 

1) 2009년 7월에 발생된 급경사지 붕괴의 직접적인 원 

인은 장기강우 이후의 집중호우이다. 장기강우는 토사지 

반을 포화시켜 지반의 강도정수를 감소시키며， 집중호우 

는 토사지반의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지반의 유효응력을 

감소시킨다. 

2) 급경사지에 각종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그 기 

능이 상실된 경우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량을 수용할 

수 없는 자연 계곡부의 배수로 등은 급경사지 붕괴를 유 

발하는원인이다. 

3) 풍화토와 풍화암은 노출시 쉽게 풍화되는 특성을 갖 

고 있으나 풍화에 따른 지반의 강도정수 감소를 비탈면 

설계기준에 반영할 수 없으며， 비탈면내의 수목은 뿌리의 

성장으로 지반을 교란하고 지표수가 지중으로 침투하는 

것을촉진시킨다. 

4) 급경사지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보강 

공법 적용과 무허가 개간， 임시도로의 관리부실 등도 급 

경사지 붕괴의 발생 원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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